
 

주님의 이름을 부름 

메세지 1 

영광스러운 이름 주 예수 

성경: 빌 2:9-11; 마 1:21; 행 2:36, 21 

I. 하나님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 빌 2:9. 

A.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다.—엡 1:21; 찬송가 

#73,#77. 

B.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어떠하심의 전부를 표현한다 — 찬송가 

#78. 

II. “예수”— 마 1:21. 

A.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잉태한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 눅 1:31. 

B.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1. 이름 예수는 이름 여호와를 포함한다. 

a. ‘여호와’는‘나는 …이다’를 의미한다.오직 하나님 만이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나는…이다’이시다 — 출 3:14; cf. 시 90:1-2; 

102:24-27. 

b. 우리는 예수님이‘나는 …이다’이심을 깨닫고,‘나는…이다’이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 — 요 8:24,28,58; 18:5-6. 

c.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시다. 그분은 생명,빛,능력,지혜,의, 

거룩함이시다.—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6:48; 8:12; 

10:9, 11, 14; 11:25; 14:6; 15:1. 

2. 이름 예수는 구원자이신 여호와, 혹은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의미한다 — 마 1:21. 

a. 예수는 여호와-구원자,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모든 것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b. 그분은 죄와 죄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죄들, 사탄의 악한 힘, 그리고 모든 

속박과 탐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 v. 21; 찬송가 #1065. 

c. 그분 자신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 눅 1:69; 2:30; 3:6; 19:9. 

d.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 행 2:21. 

3. 예수님은 또한 참된 여호수아이시다 — 수 1:1-2, 6. 

a.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나왔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식 안으로 인도했다.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 안으로 

인도하신다 — 21:43-44; 마 11:28-29. 

b.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때 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의 누림 

안으로 인도하신다. 

III. “주님”— 행 2:36; 빌 2:11. 

A. 하나님은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 — 행 2:36. 

1. 주님은 그분이 주님이 되심을 뜻한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되셨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뜻한다 — 10:36 

2. 주님이 되심은 지금 그 영 안에 있다. 주 영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심과 주님이 되심의 

요소를 가진다 — 고후 3:18. 

a.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접촉할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을 접촉하고, 

우리도 모든 것 위에 있게 된다. 이 땅에서의 유혹, 귀신들, 그리고 정세와 권위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분으로 인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 엡 1:19-23; 4:10; 히 4:14; 7:26. 

b. 우리가 주님을 부를때, 우리는 영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권위의 보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함께 하늘에 있다 — 4:14 

B. 신약에 의하면, 주님이라는 칭호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빌 2:11 

1. 이 칭호는 주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에 적용될 수 있다. 

2. 사람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다. 이 모든 과정과 이와 관계된 모든 것은 주님이라는 칭호 안에 

함축되어 있다 — 행 10:36; 롬 10:12 

C.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 고전 1:30; 6:17; 요 15:5 

IV.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의미한다 — 요일 5:13, 요삼 1:7, 살후 1:12. 

A.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고, 그 영은 그분의 인격이다 — 요 4:24a 

B. 우리가 “주 예수님”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받아 들인다 — 고전 12:3 

1. 그 영은 우리에게 호흡(요 20:22)과 생수(4:10, 14)가 되신  주님 자신이시다. 

2. 예레미아 애가 3 장 55-56 절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호흡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이사야 12장 3-4 절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마시는 것임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신 주님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려면,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한다. 

4.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고 마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이다. 

C. 사도행전 2:21 의‘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에’라는 말과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게, 

심지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 행 7:59-60 

V.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주님을 누리는데 단순해져야 한다. 

A. 주님을 접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단순하기 

보다는 복잡하다 — 고후 11:3, 행 2:46 

1.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믿는 이들이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웠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잡해졌다. 

2.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지식으로부터 오는 모든 

좌절감을 내려 놓아야 한다. 

B.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명, 음식, 공기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서 그분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분의 생명안에서 더 많이 구원을 받아, 

그 결과 우리는 생명안에서 자랄 것이다. 

C.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더 누려야 한다. 

  


